
COVID - Murrays Bay Primary Update 12th May 2020 Level 2 at Murrays 
Bay Primary School - Open to all students  

COVID-Murrays Bay 초등학교 2020 년 5 월 12 일 Murrays Bay 초등학교 2 
단계-모든 학생들에게 개방예정 

12 May 
2020  

Dear Parents and 
Caregivers, 학부모여러분께 

As you will be aware, New Zealand moves into Alert Level 2 on Thursday. Schools have been given some time to 
prepare for the return of staff and students and are open to all children from Monday 18th May. We are aware that 
some students have underlying health conditions that increase the risk of COVID-19 and are expecting them to 
continue learning at home. Please complete the ‘Level 2 Attendance Survey for Parents’ which was sent out earlier 
today if your child is one of these students so that we can make provision for them.  
 
알고계시겠지만, 뉴질랜드는 목요일에 경고 레벨 2로 이동합니다. 학교는 교직원과 학생의 귀환을 
준비하기 위해 어느 정도 시간이 주어졌으며 5 월 18 일 월요일부터 학교는 모든 재학생들에게 
개방됩니다. 일부 학생들 중 COVID-19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질병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시면 
집에서 계속 배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이러한 학생 중 하나 인 경우 오늘 발송 
한‘부모를위한 레벨 2 출석 설문 조사’를 작성하여 준비하십시오. 

 

Schools are not seen as mass gatherings so the restrictions are slightly different. To keep staff and students safe, 
schools have been asked to focus on (학교는 큰모임의 집단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제한 사항이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 교직원과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학교는..) 

 



 
● high levels of hygiene 
 (높은 수준의 위생) 
● appropriate social distancing 
(적절한 사회적 거리두기) 
● careful Ministry of Health contact tracing (in case of a COVID-19 infection at school)  

(보건부의 주의 깊은 연락 추적 :학교에서 COVID-19 감염이 발생한 경우) 
 

Level 2 will not look the same across all NZ schools. Health and Safety practices put in place will need to take into                       
account things like the size of the school staff, numbers of students attending, building design and be specific for each                    
school community. Following the expectations from the Ministry of Health (MOH)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MOE),                 
and taking into account the above, practices at Murrays Bay Primary School in Level 2 will include: 레벨 2는모든                    
뉴질랜드 학교에서 동일하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시행되는 보건 및 안전 관행은 교직원의 규모,            
참석하는 학생 수, 건축 설계 및 각 학교 공동체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을 고려해야합니다. 보건부              
(MOH)와 교육부 (MOE)의 바램은 위의 사항을 고려하여 2 단계 머레이스 베이 초등학교에서            
진행될 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 NO PERSON WILL BE ALLOWED IN THE SCHOOL IF THEY ARE SICK OR FEELING UNWELL.  
● 학교에서는 아프거나 몸의 상태가 좋지않은 학생은 학교에 등교 할 수 없습니다. 

 

● Parents are encouraged NOT to come onto the school site to drop off or pick up their children. With the                     
number of families we have, a large number of parents coming onto site at peak times will turn our safe school                     
environment into a mass gathering and all the practices that we have put in place will not meet the Government                    
requirements. Any parent coming on site during these times will be required to complete our Ministry of Health                  
Contact Tracing Register on both entrance to and exit from the school site.  
● 학부모는 자녀를 드롭 또는 픽업하러 학교에 오시지 말 것을 권장합니다. 학교안 모이는 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많은 수의 부모님들이 동시에 학교에 오실수록 안전해야할 학교 환경을 대규모 모임으로 만들 것이며 우리가              
계획한 모든 관행이 정부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현장에 꼭 오셔야하는 모든                
부모님들은 학교 현장 출입구에서 보건부에서 기획한 연락 추적 등록부를 작성해야합니다. 

 

 

 



● Children are to enter the school premises via Clematis Avenue, Aotearoa Terrace or across the bottom                 
field. There is NO ACCESS via Murrays Bay Intermediate School in respect of helping to keep their school                  
community safe. Please avoid walking through Murrays Bay Intermediate School site. It is important that               
when coming to school children social distance by not touching each other and staying out of each other's' ‘moist                   
breath zone’.  
● 학생들은 Clematis Avenue, Aotearoa Terrace 또는 하단에위치한필드를통해머레이스학교안으로들어가실수             
있습니다.. Murrays Bay Intermediate School을 통해 우리 학교로 오는 출/입구는 없습니다. Murrays bay             
intermediate school의 안전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Murrays Bay Intermediate School부지를통해학교로걸어오지             
마십시오. 학교로 등하교시 학생들은 사회적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로간의 접촉을 피하며 서로의 ‘moist breath             
zone’ (밀접접촉)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 Any parents or visitors that come on site during the school day will need to sign in and be registered at                      
the front office for Ministry of Health contact tracing purposes. There will only be one visitor allowed in the office                    
at a time. Social distancing of 1m must be adhered to if waiting outside the office. Any parents coming to school to                      
pick up children or drop items off during school time MUST report to the office - classroom visits are not allowed.  
● 수업 일 중 학교에 온 학부모 또는 방문자는 보건부의 연락 추적 목적으로 프론트 오피스에 로그인하여                
등록해야합니다. 한 번에 한 명의 방문자 만사무실출입에허용됩니다.사무실밖에서기다리는경우 1m의사회적                
거리를 유지해야합니다. 학교 시간에 자녀를 데리러 오거나 물건을 가져 오기 위해 학교에 오는 부모는 반드시               
사무실에 보고해야합니다. 교실 방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Before school - We ask that children wash their hands just before they leave home. - Children MUST NOT 
be on-site before 8:30am. If you need childcare for your child prior to 8:30am, Carekids Before and After School 
Care is available onsite. Please phone Margaret on 0210582660 for further information. - Please do not walk 
into the school grounds with your child. Some of our senior students (Year 5 and 6) will be available to walk 
younger children up the hill to their classrooms from the Clematis Avenue and Aotearoa Terrace ‘Kiss and Wave’. 
- On arrival, children MUST go straight to their classroom and wash and sanitise their hands. - Playgrounds are 
NOT open for use before 9.00am.  
● 방과 전-아이들은 집을 떠나기 직전에 손을 씻도록 요청합니다. -어린이는 오전 8시 30 분 전에 학교현장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오전 8시 30 분 이전에 자녀를위한 보육이 필요한 경우, 구내 및 방과 후 Carekids를 구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210582660의 Margaret에 문의하십시오. -자녀와 함께 학교 운동장에 들어 
가지 마십시오. 클레 마티스 애비뉴 (Clematis Avenue)와 아오 테아 로아 테라스 (Aotearoa Terrace) '키스와 웨이브 
(Kiss and Wave)'에서 어린 학생들을 교실로 걸어 갈 수있는 선배 학생들 (5-6 학년)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도착시 
반드시 교실로 가서 손을 씻고 소독해야합니다. -놀이터는 오전 9시 이전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After school  

- We will ensure that children wash and sanitise their hands just before they leave school. - Children must 

leave the school site as soon as they have been dismissed. If you are picking them up from school, please 

 



ensure that you are on time. If you need childcare for your child from 3.00pm onwards, Carekids  
Before 
and  

After School Care is available onsite. Please phone Margaret on 0210582660 for further information. - 
Please do not walk into the school grounds to pick up your child. Some of our senior students (Year 5 and 6) will 

be available to walk younger children from their classrooms down the hill to the Clematis Avenue and Aotearoa 
Terrace  

‘Kiss and Wave’. - Please make a plan with your child for pick up time. Choose a place that you will meet 
them, out of school grounds, at 3pm. You may like to take your child to this place over the weekend so that they 
will feel confident to go there after school. - Playgrounds are NOT open for use after 3.00pm and the school 
site needs to be clear by 3.20pm.  

 
● 방과후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기 직전에 손을 씻고 소독하도록합니다. -아이들은 학교수업이 끝나자마자 학교를 
떠나야합니다. 학교에서 픽업하는 경우 정시에 오십시오. 오후 3 시부 터 자녀를위한 보육이 필요한 경우, Carekids 
before and after school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0210582660의 Margaret에 문의하십시오. 
-자녀를 데리러 학교 운동장에 들어 가지 마십시오. 일부 선배 학생들 (5 학년과 6 학년)은 어린 아이들을 교실에서 
언덕 아래 클레 마티스 거리 (Clematis Avenue)와 아오 테아 로아 테라스 (Aotearoa Terrace)로 걸어 갈 수 
있습니다. 

‘키스와 웨이브’ -픽업 시간에 대해서는 자녀와 함께 계획을 세우십시오. 오후 3시에 학교 밖에서 만날 
장소를 선택하십시오. 주말에 자녀를 데려오셔서 픽업장소에서 미리 연습하시면 자녀들은 방과 후 픽업시간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놀이터가 열려 있지 않으며 학교 사이트는 오후 3시 20 분까지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 During school - Protocols around hand washing, social distancing and coughing and sneezing etiquette will be 
followed alongside reminders of staying out of the ‘moist breath zone’ and touching each other. The school 
will be split in half for Morning Tea and Lunch Time breaks to ease congestion in bathrooms and allow more 
space for playing at a safer distance. - Parents will not be invited to assemblies. There will be no whole school 
assemblies and our Junior and Senior RESPECT awards will be announced over the airwaves and children 
invited to come to collect their certificate from the office. Year Group assemblies will be held in the hall to enable 
distancing between children. - Cleaning and disinfecting of high touch surfaces will be carried out at regular 
intervals during the day. - Sports equipment and the playgrounds will be available for PE and at break times with 
students washing their  

hands before and after every use. - All water fountains will be out of use so please ensure that your child 
brings a named, full water bottle to  

school each day (these can be refilled using the tap inside the classroom if necessary).  

 

● 학교안에서-손 씻기, 사회적 혼란, 기침 및 재채기 에티켓에 관한 프로토콜이 ‘moist 

 



breath zone’을 벗어나야 하는것과 서로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학교는 아침 간식과 점심 시간 휴식을 위해 반으로 나눔으로서 욕실 혼잡을 완화하고 
안전한 거리에서 더 많은 공간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는 조회시간에 초대되지 
않습니다. 학교 총회는 없으며, 주니어 및 시니어 RESPECT 어워드는 airwave와 
사무실에서 상을 가져갈수 있도록 초대된 어린이를 통해 발표됩니다. 학생들 사이의 
거리를 넓히기 위해 Year Group 어셈블리가 홀에서 개최됩니다. -가장 많이 만지는 
표면의 청소 및 소독은 낮 동안 정기적으로 수행됩니다. -체육 장비 및 운동장은 PE 및 
휴식 시간에 사용하실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휴식시간에 장비 사용전후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모든 학교안 급수대는 사용이 중단되므로 자녀에게 이름이 지정된 물병을 매일 학교로 
가져 오십시오. 
 (필요한 경우 교실 내부의 수도꼭지를 사용하여 보충 할 수 있음). 

 

We are anticipating that some of our plans, especially around Pick-up and Drop-off, may not run smoothly at first.                   
Please bear with us as we will be reviewing our plans on a daily basis so that we can put improvements in place                       
quickly to make things easier for everyone. We are also relying on the help and assistance of our parents to make                     
sure this runs smoothly.  
저희는 특별히 픽업 및 드롭 오프와 관련된 일부 계획이 처음에는 원활하게 진행되지않을것으로예상하고있습니다.                
매일계획을검토할예정이므로모든사람이더쉽게일할수있도록신속하게개선할것입니다.우리는또한부모님의                   
도움과 소견에 의존하여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할것입니다. 

 

I would like to say a huge thank you to our Murrays Bay Primary School community for continuing the principles and                     
discipline of Level 3 into Level 2, especially around us not being able to welcome you on site at the start and end of                        
the school day as we usually do. We are all hoping that we can move forward and get back to ‘normal’ as safely and                        
quickly as possible.  
레벨 3의 원칙과 규율을 지속적으로 지키고 유지함으로써 레벨 2로 갈수 있도록 해주신 Murrays Bay 초등학교               
커뮤니티에 특히 감사합니다. 특히 학교 시작시간과 끝날시간 현장에서 모두를 환영 할 수없는 지금 우리의 상황도               
이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안전하고 신속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We look forward to having your children back with us at school.  

 



저희는 귀중한 자녀들을 하루빨리 학교에서 볼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Kind 
regards,  

감사합니다, 

Hayden 
Iles 
Principal 
(교장선생
님 드림) 

 

 


